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2(9); 1115~1129; September 2013 http://dx.doi.org/10.5322/JESI.2013.22.9.1115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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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rea is located on the western coast, and the inner development construction has been ongoing since 2011. The 

purposes of current study are to effectively simulate and quantitatively predict a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ue to the stages of inner development construction in saemangeum reclaimed area.  The 
transient-state numerical modeling using EFDC model is done,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re validated reasonably 
by repetitive numerical model calibration procedures with respect to field measurement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show similar trends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the dikes. In spring 
season, the salinity has maximum value of 21 psu, while, in summer season, the salinity shows 7 psu in a whole modeling 
domain. Thus, it is clearly observed that salt water is replaced by freshwater. However, the salinity and temperature reach their 
initial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year. The salinity after construction of the dikes is lower than that before construction of 
them at Mankyeong area. On the other hands, after construction of the dikes, the salinity after dredging operations is higher 
than that before dredging. Because drastical increasing of water volume in Saemangeum Lake leads to increasing of stagnation 
time at bottom layer, and salt water is easily intruded to the two estuaries. Therefore, it may be concluded that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n Saemangeum are dominated by either Mankyeong and Dongjin discharge or sluice gates in/out-flow 
amounts, and thus they must be properly considered when rigorous and reasonable predic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according to the stages of inner developme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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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새만금호는 80년대 중반부터 농업용지 중심의 내

부간척지를 조성 할 목적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으

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세계적인 친환경 간척의 모델

로 발전시키기 위해 담수호 수질 보전 대책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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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개발지 및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새만금과 

유사한 시화호의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

라 새만금호 수질 오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대책

이 요구되고 있다(KRC(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1a). 이에 따라 상류 하

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담수 유입, 배수갑문 조작에 

의한 해수의 제한적 유입 그리고 기존에 외해로 빠져

나가던 오염물질이 방조제로 인하여 정체되거나 고립

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새

만금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과 2011년 3월 새

만금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만금호 내부 공사 

중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 조건의 수질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2011년
부터 새만금호 내 방수제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원활

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새만금호 내 관리수위를 EL. 
-1.6 m 이하로 탄력적인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 방수

제 공사는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방수제 공사

가 완료된 2015년 이후 새만금호의 담수화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KRC, 2012). 그러나 새만금 8대 용도의 

토지이용계획 중 가장 빠르게 착공을 시작한 농업용

지 개발과 관련하여, 해수유통을 하는 조건임에도 불

구하고 적정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수유통 중인 새만금호의 수원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만금호 

내 염분 분포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염분 분포를 모의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새만금호에 대한 수치 모델링 연구

를 위해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Suh와 Lee(2008) 및 Suh 등
(2010)은 방수제 공사 전․후로 변화된 호 내부의 수

질을 평가하여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갑문운영에 따른 

해수 유통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K-water(한
국수자원공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2011)는 최종단계 시의 추가 준설에 따른 수질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EFDC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Shin 
등(2012)은 새만금호의 수질 변화가 새만금 유역에서 

호소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영향보다는 해수 유통에 

의한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고 하였으며, 새만금호 내

부개발에 따른 수리와 수질환경 분석(Yoo 등, 2012) 
및 수질예측을 위한 모형의 평가(Jeon 등, 2011; Jeon 
과 Chung, 2012)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기 연

구 결과들은 방조제 완공 전․후 또는 내부개발이 모

두 완료된 시점에서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월 평

균 하천 유량 자료를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실제적

인 풍수기의 유량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가력 및 신시 

배수갑문의 실제 운영 조건이 아닌 상시 운영 조건으

로 해수 유통을 고려하고 매우 짧은 기간(5일)의 갑문 

운영을 통한 수리적 변화를 모의하는 제한 사항 있다. 
또한 격자 구성 측면에서도 연구자별로 종단방향 격

자 크기는 93∼1,660 m, 횡단방향 격자 크기는 69∼
1,400 m 내외로 구축되어 격자가 세밀한 곳에서는 수

리적 변화를 적절히 재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에서는 해수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정확하고 세밀

하게 모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수가 유통되는 현 상태에

서의 방수제 축조 전․후와 방수제 축조 후 준설 유무

에 따른 새만금호에서의 시․공간적 수온 및 염분 변

화 양상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역 모델인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로
부터 산정된 유량과 배수갑문의 실제 운영 이력이 반

영된 해수 유통을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였으며, 새만

금호 내의 수리적 변화를 적절히 모의 할 수 있도록 격

자를 구성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수치 모델

EFDC 모델은 하천, 하구에 적용 가능한 3차원 범

용 수리 모델로서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에서 개발되었다. 3차원 수리해석, 유사 수송 해석, 
온․냉수 배출 해석, TMDL 수질 해석 등에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수리동역학적 유동, 수질 예

측, 퇴적물 거동, 독성물질 이동 등의 모의가 가능하며 

이 중 퇴적물 관련 모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

(Hamrick, 1992).
EFDC 모델은 임의 개수의 용존상 및 부유 입자상 

물질에 대한 Eulerian 이송 및 수질반응 방정식에 대

해서도 동시에 해를 구한다. 또한 부가적인 Lagrang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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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layout of numerical simulation domain.

입자 이송 및 수질반응도 모형에서 구현가능하다. 주 

흐름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격자구성이 없이 최소한의 

격자 개수로 적절하게 지형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수치해를 구할 수 있고 계산 시간

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Zhen, 2007). 본 연구에

서는 선형화된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conjugate gradient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운동량방

정식은 외연적 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2.2. 연구 지역

새만금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시작하여 

가력도, 신시도, 야미도를 지나 군산시 비응도까지 연

결하는 4개의 방조제로 구성되었다. 2006년 4월 가력

도-신시도를 연결하는 2호 방조제를 완공함으로써, 
33 km의 모든 구간을 연결하였다. 또한 2호 방조제의 

양 끝으로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이 있으며 전자는 

2003년 12월에 준공하여 총 8련의 배수갑문으로, 후
자는 2006년 12월에 총 10련의 수문을 완공하여 새만

금호의 내부 수위조절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만

금호는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을 포함

하며 총 8개 시․군을 포함하는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

다(Fig. 1). 현재 새만금 수역 내부로는 만경강과 동진

강을 통해 다량의 담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각 하

천은 고산천, 익산천 등을 포함하는 만경강 수계와 정

읍, 부안 등으로 흐르는 정읍천, 고부천 등을 포함하는 

동진강 수계로 구분된다(KRC, 2009). 새만금호 관리

수위인 EL.(-) 1.5 m를 기준으로 할 때, 노출되는 육지 

면적은 약 180 km2으로 전체면적(401 km2의 약 45%
를 차지하고 있다. 내부 지형은 경사도가 1°이하인 지

역이 전체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탄한 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방조제로 갈수록 수심이 급격

히 증가한다(Shin 등, 2012). 

2.3. 모델의 입력자료 구성

2.3.1. 지형자료 구축

새만금호의 지형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

업단에서 2010년도의 새만금호를 대상으로 측량한 

수치지도와 내부개발 최종 단계에서 계획된 준설량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수치지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

아 구축하였다. 상기 자료들은 각각 ArcView를 이용

하여 수리모델에 입력 가능한 shp 파일로 변환 후, 수
치 모델링의 지형자료로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지형자료 중 새만금사업단 자료는 방수제 축조 전과 

축조 후의 수심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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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id structure and monitoring points with the distributions of bathymetry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inner development 
construction : (a) before construction of inner dikes(SN1), (b) after construction of inner dikes(SN2), (c) after 
construction of inner dikes and dredging operations(SN3). 

료는 준설이 고려된 방수제 축조 후의 수심자료로 이

용하였다(Fig. 2). 상기 자료 모두 수심은 0.1∼42.7 m 
내외로 분포하지만, 준설을 고려한 경우는 방수제 노

선계획과 매립토 공급계획에 따라 만경 수역 준설계

획고는 EL.(-) 13.52∼EL.(-) 5 m, 하류부는 EL.(-) 15 
m까지 준설하며, 동진 수역 준설계획고는 EL.(-) 
14.71∼EL.(-) 5 m, 하류부는 만경 수역과 동일한 심

도로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2.3.2. 내부개발공사 단계별 격자 수립

방수제 축조 전․후와 방수제 축조 후 준설 유무에 

따른 새만금호 수역에서의 시․공간적 수리 변화 양상

을 예측하기 위하여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

다. 이 때의 격자 구성은 EFDC의 generate model 기능

을 이용하였으며, 격자 구성 시, Cartesian coordinates 
system를 이용한 균일 격자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직

교성 편차 통계가 3% 이내에서 모델이 안정하기 때문

이다(Paul M Craig, 2011). 방수제 축조 전의 활성화 

된 격자수는 5,919개로 종단 방향 135개, 횡단 방향 

120개로 구성되었으며, 축조 후의 격자수는 4,025개
이며 종단 및 횡단 방향의 개수는 동일하게 구성하였

다(Table 1). 특히 수직방향으로는 sigma stretching 
좌표계가 각각 사용되었으며, 약 0∼8 m 간격으로 5
개의 수층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해수유통 기준 관리수위 EL.(-) 1.60 m(2011
년, SN1)와 EL.(-) 1.50 m(2015년, SN2) 조건에서 내

용적을 서로 비교하였다. 내용적은 EFDC의 격자 정

보(셀별 길이, 수심 등)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SN1과 SN2 각각 8.17 × 109  [m3], 8.41 × 109  [m3]으
로 산출되었다. 2011년 방수제 축조 전은 방수제 축조 

후 2015년에 비하여 수치 모델링 영역이 큼에도 불구

하고 내용적이 작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낮은 관리수

위로 인하여 모델링 영역 내에 수체가 일부 수심이 깊

은 지역에만 분포하고 이러한 경우 관리수위가 0.1 m 
더 높은 방수제 축조 후가 다소 많은 내용적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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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Scenario Before construction of inner dikes 
(SN1)

After construction of inner dikes(SN2) with 
dredging operations(SN3)

A number of horizontal cell 5,919 4,025

A number of vertical cell 5 5

Minimum mesh size ▵x = 250.0 m ▵y = 250.0 m

Maximum mesh size ▵x = 250.0 m ▵y = 250.0 m

A Period of numerical simulation 365 days(2011’) 365 days(2015’)

Time step size 5 sec 5 sec

Table 1. Grid configurations and numerical simulation setups of EFDC model depending on the scenarios 

Fig. 3. Comparisons of seawater in/out-flow amount from Gareok and Sinsi sluice gates.

는 것으로 판단된다.

2.3.3. 초기 조건

2011년 새만금호에 대한 수치 모델링 초기 조건은 

새만금호의 초기 관리수위, 수온, 염분 농도, 기상자료

이며, 초기 관리수위는 시나리오별 모의 시작 시점의 

새만금호 실측 수위인 EL.(-) 1.60 m와 EL.(–) 1.50 
m로 지정하였다. 초기 수온과 염분 입력 자료는 한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새만금호를 대상으로 

측정한 2011년 실측 수온과 염분 각 모의 지점별 실측 

자료(KRC, 2011b)를 수치 모델링 영역 내에 내삽하

여 설정하였다. 수치 모델링의 총 구동 기간은 1년으

로 2011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의에 사용된 시간 

간격은 5초로 하였다(Table 1). 수치 모델링 결과는 8
개 염분 예측지점(만경수역 상류로부터: M1→M2→
M3→M4, 동진수역상류로부터: D1→D2→D3→D4)
으로 하였으며, 이때 방조제 제체 침투량 및 간척 농지

로부터의 용탈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2.3.4.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은 크게 내륙과 해양으로 나눌 수 있다. 
내륙의 경계 조건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각각 새만

금호로 유입되는 지점에서의 2011년 유입량, 수온자

료를 입력하였으며, 해양의 경계 조건은 가력배수갑

문과 신시배수갑문의 조작에 따른 수위, 염분 및 수온

자료를 입력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량과 유입

수 수온은 유역 특성 요인과 모델 안에 설계된 세부적

인 모델 구동 변수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개발된 

HSPF 모델(Bicknell 등, 2011)부터 산정된 자료(KRC, 
2012)를 사용하였으며, 해양의 염분 및 수온자료는 각 

갑문 인근에서 측정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

였다. 한편 2011년 가력 및 신시갑문에서의 실제 수위

값을 이용하여 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새만금호→외

해, 외해→새만금호) 조건이 고려된 해수유통량은 수

위-내용적 곡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Fig. 3은 강

수량과 더불어 갑문에서의 월별 총 유입․유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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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0C)

Salinity
(psu)

Temp.
(0C)

Salinity
(psu)

M1 %difference 4.16 3.36 D1 %difference 18.84 8.20
RMSE 3.97 0.04 RMSE 5.57 0.02

　 AME 2.89 0.03 　 AME 4.56 0.02
M2 %difference 4.50 7.28 D2 %difference 8.23 14.04

RMSE 4.32 3.00 RMSE 3.93 7.72
AME 2.75 2.07 AME 2.94 3.91

M3 %difference 8.82 10.73 D3 %difference 7.01 12.75
RMSE 4.32 5.28 RMSE 3.33 3.90

　 AME 2.84 3.68 　 AME 2.13 3.03
M4 %difference 4.84 5.58 D4 %difference 4.69 1.09

RMSE 2.49 3.29 RMSE 1.89 1.77
AME 1.52 2.29 AME 1.10 1.12

Table 2. Model calibration results at monitoring points 

나타낸 것으로, 모델의 격자 크기와 격자별 수심 자료

를 이용하여 수위 변화에 따른 내용적 상관관계 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류 유입량, 강수량 및 증발

산량과 함께 배수갑문 조작 현황에 따른 갑문별 개방

된 련의 개수와 수위 변화에 따른 배수갑문 유출입량

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수유통량을 산출하였다. 
2015년 방수제 축조 후(EL(-) 1.50 m)와 2011년 방수

제 축조 전(EL.(-) 1.60 m)의 총 해수유통량은 전반적

으로 비슷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가력보다는 신시

갑문으로의 해수유통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새만금호에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양(담수 

유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모델링 영역 전반에 반영되는 기상 자료는 

2011년 군산 기상대의 기온, 해면기압, 상대습도, 강
수량, 증발산량, 일사량 및 강수량 자료(KMA(기상

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를 이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 모델 보정

본 논문은 새만금호에 적용된 수리 및 수질 변수들

에 대하여 잘 검․보정된(2008년 보정과 2009년 검

정) 수역 모델(Jung 등, 2011; Shin 등, 2012)을 이용

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 수온과 염분 분포, 배수갑

문에서의 해수 유통량 등의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

으므로 추가로 검정하지 않았으며, 이 때 적용된 변수

는 준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선행 연구보다 세밀하게 구

축한 격자와 개선된 2011년 현장자료와 내부개발공

사에 적용된 지형자료 등을 모델에 적용하여 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

단의 2011년 ‘새만금호 염분 및 상시 수질 모니터링 

보고서’를 이용하여 수질측정지점에서의 실측값(모
니터링 기간: 2011년 1월∼11, 3∼4회 조사/월)과 모

의값을 비교하였다. 이 때의 모델 유효화 변수는 % 
difference(ASCE, 1993), RMSE(Root Mean Squre 
Error) 및 AME(Absolute Mean Error)를 적용하였으

며, Donigian(2000)이 검․보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

로 제시한 평가 지표인 % difference가 ‘Fair’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Technical note(US EPA, 2000)를 참고

하여 보정하였다. 여기서 ‘Fair’ 수준은 % difference
가 15∼25 범위 내의 값을 가질 때를 의미하며, 10-15
는 ‘Good’, 10 미만일 경우는 ‘Very good’으로 ‘Fair’
에서 ‘Very good’으로 갈수록 모의값이 실측값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온 및 염분 실측값과 모의값을 비교하기 위한 관

측위치는 앞서 Fig. 2에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먼저 2011년을 대상으로 한 수온 보

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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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RMSE, AME 값이 각각 4.16∼18.84, 1.89
∼5.57, 1.10∼4.56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효율은 

‘Fair’ 이상으로 수온예측의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의 염분 보정 결

과는 유효화 변수별로 1.09∼14.04, 0.02∼5.28, 0.02
∼3.91로 나타났으며, 수온 보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의 효율은 ‘Fair’ 수준 이상으로 모의되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만경 중․상류(M1∼M3) 보다는 동진 

중․상류(D1∼D3)의 모의 효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역 모델의 상류 유입량을 결정짓

는 유역 모델 상에서 동진 유입 지점의 유량을 세밀하

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동진강의 경우 인공 도수시설이 만경강 유역에 비하

여 하천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동진강 유역 주변 농

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김제용수간선, 정
읍용수간선 등의 도수시설 등으로 인하여 하천 본류

의 흐름을 막고 인공 도수시설을 이용하여 물길을 돌

리기 때문에 하천 본류의 유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KRC, 2012). 이에 따라 동진 유입 경계 지점

의 실측 유입량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게 되어 상

기와 같은 모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2. 수치 모델링 결과

3.2.1. 방수제 축조 전․후 수리동역학적 특성 변화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호의 수원을 농업용수(1 psu 
이하)로 사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부개발에 따

른 수온 및 염분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수평적인 연직평균 염분 분포에 대해서 중

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평적인 수체의 

이동 속도 및 방향도 함께 고찰해보았다. 
Fig. 4는 방수제 축조 전․후 수평적 계절별 염분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수치 모델링 영역 내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낮은 관리수위 조건으로 인하여 수체 

흐름에 따라 육지 또는 호소화 되는 지역으로 dry와 

wet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수치 모

델링 결과, 방수제 축조 유무와 상관없이 계절별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봄철에는 최대 21 psu 내외의 

염분 분포를 보이며, 여름철에는 가력 및 신시 갑문까

지 염분이 7 psu 내외의 분포를 보여 일시적으로 염수

가 담수로 치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시 

가을 및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새만금호 내 염분 농도

는 상승하여 M2, D2 부근까지 높은 염분 분포를 보인

다. 즉,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만경 

및 동진강의 유입량 증가로 인하여 염분이 낮아졌다

가 회복하는 계절적 분포 현상이 잘 모사되어 나타나

며, 만경강 수역이 동진강 수역보다 낮은 염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방수제 축조 후가 전에 비하여 만경강 수역에

서 더 낮은 염분 분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모사되었는

데 이는 크게 3가지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지

형적인 영향으로 만경수역 중앙에 둔덕(수심이 낮은 

지역)이 존재하여 만경강 상류로의 해수 유입이 저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둘째는 방수제 축조로 만경수

역의 단면적이 좁아짐에 따라 유속이 증가하여 만경

수역의 담수가 해수를 더 밀어내게 된다. 셋째는 만경

강의 유입 유량이 동진강의 유입 유량보다 1.2배 정도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유량이 새만금호로 유입되기 때

문이다. 반면 동진수역은 방수제 축조 전․후와 비교

하여도 염분 농도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만경수역과 같은 지형적인 요인이 없으며, 단면

적 감소로 유속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력배수갑문의 

위치와 가깝기 때문에 이를 통해 들어온 해수가 동진

수역 상류 인근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M1 및 D1에서는 연중 1 psu 이하의 염분 농

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방수제 축조 전․

후 염분 농도 비교 시, 만경 수역의 M2 및 M3와 동진 

수역의 D2 및 D3에서는 방수제 축조 후 2∼5 psu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수제 축조 후 관리수위가 EL.(–) 1.60 m → 

EL.(-) 1.50 m로 높아짐에 따라 해당 관측지점 염분 

농도 감소하게 되고, 방수제 축조 전 불규칙한 수체의 

흐름이 방수제 축조 후 정돈된 유로 단면을 따라 일정

하고 빠른 유속을 형성하여 담수의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진수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

으로 만경수역의 M3는 M2보다 방조제 축조 후 더 많

은 염분 농도 하강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M3의 하상

이 M2의 하상보다 더욱 깊고 이로 인한 수심 증가로 

염분 농도 하강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1년 현장 염분 관측결과(KRC, 2011b), 풍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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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easonal changes of salinity distributions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inner dikes: (a) and (b) spring(May), (c) 
and (d) summer(August), (e) and (f) autumn(November), and (g) and (h) winter(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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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emporal changes of salinity and temperature according to inner development construction at M3 and D3 
monitoring points with annual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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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7월 및 8월에 15 psu 이상의 염분 농도가 관

측(M3, D3)되는 특징이 나타났다(Fig. 5(a)와 5(c)). 
이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모의값이 실측값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강우 시, 간
척지로부터 유입되는 용탈량이 존재하고, 배수갑문으

로부터 유입된 해수는 성층을 이루면서 염분쐐기 형

식으로 상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물리적 측면으로는 일정량 이상의 누적 강우량이 

존재하면 연직 혼합이 강해지면서 더 많은 강물이 표

층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며, 그 결과 염의 양

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층에서는 바다에서 강으로 역

류하는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Knauss, 
1997), 모델 측면에서는 급격한 강수량의 변동으로 염

도가 희석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염도로 회복되는 양

상을 모델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

로 파악하였다. M4 및 D4 지점은 지면상의 이유와 염

분 농도 변화가 방수제 축조로 인해 하천의 연장처럼 

되는 지역(M2, M3, D2, D3)과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수제 축조 유무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모의되는 등 특징적인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본 논문의 결과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한편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 수온 변화는 방수제 축

조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M3, D3 지
점을 제외(Fig. 5(b)와 5(d))하고 방수제 축조 전․후 

비슷한 수온 분포가 나타났다. 모의된 수온 변화는 계

절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실측한 수온 자료

와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유입량이 증가하는 

풍수기에 수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강수량이 

감소하여 상류로부터의 유입량이 감소하면 다시 원래

의 수온으로 회복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다만 실측 수

온에 비해 모의 수온은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경 수역과 

동진 수역으로의 유량 유입은 각각의 상류 제수문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실제로 강수량이 많은 시기라 

하더라도 제수문은 홍수위의 영향 등으로 인해 바로 

개방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방류하게 되지

만 모델링의 경우는 강수량 증가가 바로 새만금호 내 

수리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현실

적인 운영 조건이 반영되지 못한 제한 사항으로 인하

여 상기와 같은 결과가 모의 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운영 이력 조건 및 현장 사항이 반영된 자료

를 확보․고려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필

요가 있다. 한편 Shin 등(2012)의 연구결과와 마찬가

지로 새만금호 내 상류 지역으로 갈수록(M2 → M1, 
D2 → D1)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은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유량이 많은 하류 지점에 비

해 수온 변화 폭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호 내 수체의 이동 속도 및 방향 변화 양상은 

내부개발공사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

이나, 본 논문에서는 방수제 축조 유무에 따른 수체 변

화 양상이 준설 유무에 따른 양상에 비해 더 뚜렷이 나

타나며, 수체 이동 특성을 기술하는 측면에서 중복되

는 점이 많아 방수제 축조 전․후에 의한 수체 이동 변

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Fig. 6). 또한 각 

배수갑문에서의 외조위가 아닌 실제 측정 수위를 경

계 조건으로 하여 해수 유․출입을 모사하는 것이므

로 일변화의 창조 또는 낙조, 월변화의 대조 또는 소조

기 영향 보다는 갑문 운영에 따른 호 내의 수체 이동 

연변화 중 계절적 특징과 더불어 가장 수체 이동이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일자에서의 이동 속도 및 방향을 

나타내었다. 
수치 모의 결과, 방수제 축조 유무에 따라 가장 두

드러진 차이점은 만경 및 동진 수역 상․하류의 수체 

이동 속도가 방수제 축조 후 더 증가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호 내 하류의 수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풍속 및 풍향, 해수 유․출입량 등도 있

기는 하지만 수치 모델링 시 동일한 경계조건(강수량, 
갑문수위, 풍속 및 풍향, 상류 유입량 등)에서 방수제 

축조로 인한 상류의 빠른 흐름은 하류의 수체 이동 속

도를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는 동일한 속도 크기(0.6 m/s)로 비교하였

을 경우 방수제 축조 후의 vector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시점에서 상류 구간에서 하

류 구간으로 갈수록 지형구배가 더욱 급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구간별로 M2-M3, D2-D3 구간 보다는 

M3-M4, D3-D4 구간에서의 흐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적 특성으로 상류의 유량이 적을 때(2월

과 4월), 즉 해수 유통이 새만금호 염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인 경우 좁은 해수 소통 폭을 갖는 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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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main flow directions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inner dikes: (a) and (b) February, (c) and (d) April, (e) and (f) 
August, and (g) and (h)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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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seasonal changes of salinity distributions before and after dredging operations: (a) and (b) spring(May), (c) and (d) 
summer(August), (e) and (f) autumn(November), and (g) and (h) winter(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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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는 강한 유속이 나타나고 와류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는 Suh 등(2010)의 부표추적 실험에서도 나타

난 결과로 본 수치 모델링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재현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상류의 유량이 많을 때(8
월과 10월)는 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류 유

입이 많아져 상류로의 염분 유입이 제한되고 갑문 근

처에서의 해수유출량이 증가하게 되면(Fig. 3 참조) 
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 흐름

을 살펴보면 가력갑문으로부터 유입된 해수는 동진 

수역에만 영향을 주는 양상을 보이지만 신시갑문으로

부터 유입된 해수는 동진 뿐 아니라 만경 수역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Fig. 6(g)). 또한 거의 

모든 계절에서 M4에서 M3의 흐름은 D4에서 D3로의 

흐름과는 달리 직선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크게 돌아

서 진행하는 원형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형적인 

원인으로 M3-M4 사이의 둔덕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만경 및 동진 수역 상류로의 해

수 유입은 최대 M2, D2 인근 지역까지만 나타나고 

M1 또는 D1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ig. 6(g)과 

6(h)), 전반적으로 갑문 조작 현황(련의 개수)에 따라 

수체 흐름은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3.2.2. 방수제 축조 후 준설에 따른 수리동역학적 

특성 변화

Fig. 7은 방수제 축조 후 준설 유무에 따른 계절별 

염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준설 후에 새만금호 내 염

분 농도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

든 계절에서 신시갑문 인근과 M4 지역 북측 및 M3 주
변에서 준설로 인한 염분 농도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수제 축조 후, 준설 후가 준설 전에 비하

여 더 높은 염분 분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내부 준설 후의 수체적은 준설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

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저층의 체류시간 증가와 더

불어 상류로의 해수의 유입을 원활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즉, 준설 전에는 준설 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 단면을 따라 

일정하고 빠른 유속을 형성하여 흐르던 유체는 표층

뿐 아니라 저층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담수-해수 전이

대의 빠른 위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준설 

후, 깊어진 수심으로 인하여 저층에서는 수체가 정체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특히 여름철인 6월부터 8
월 기간에는 주로 표층에서만 담수의 흐름의 활발하

게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경우 염의 양을 보존하기 위

하여 저층에서는 만경 및 동진 수역 상류로 역류하는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M1 인근 주변까지 준설 전의 

염분 농도(0.04∼0.31 psu)에 비하여 준설 후에는 보

다 높은 염분 농도(0.03∼2.88 psu)가 나타나게 된다.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 염분 변화는 방수제 축조 

전․후와 마찬가지로 M1 및 D1에서는 연중 1 psu 이
하의 염분 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준설 

전․후 염분 농도 비교 시, 만경 수역의 M2 및 M3와 

동진 수역의 D2 및 D3에서는 준설 후 최대 10 psu 정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a)와 5(c)).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체적의 증가로 인해 유체의 

체류시간이 증가와 더불어 상류로의 해수 유입이 원

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4 및 D4에서의 염분 농

도 변화는 준설 유무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모의되었

으며 이는 갑문 인근의 수심을 거의 동일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한편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 수온 변화는 

방수제 축조 유무와 마찬가지로 M3, D3 지점(Fig. 
5(b)와 5(d))에서 준설 전․후 거의 동일한 수온 분포

와 함께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며, 강수량이 증가하면 

수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4. 결 론

2011년 새만금호 관리수위 EL.(-) 1.6 m를 유지하

고 탄력적인 해수유통을 하는 현 조건(SN1)과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의 관리수위 EL.(-) 1.5 m 
(SN2) 그리고 방수제뿐 아니라 준설까지 고려한 조건

(SN3)에서의 새만금호 내 수온 및 염분을 모의하였다.
전반적으로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 수온 변화는 방

수제 축조 유무 또는 준설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분포는 계절적 특

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새만금호 내 상류 지역으

로 갈수록(M2 → M1, D2 → D1)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은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유량

이 많은 하류 지점에 비해 수온 변화 폭이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방수제 축조 유무와 상관없이 계절별 염분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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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봄철에는 최대 21 psu 내
외의 염분 분포를 보이며, 여름철에는 가력 및 신시 갑

문까지 염분이 7 psu 내외의 분포를 보여 염수가 담수

로 치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경 수역의 

M2 및 M3와 동진 수역의 D2 및 D3에서는 방수제 축

조 후 2∼5 psu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수제 축조 후 관리수위가 EL.(–) 1.60 m → EL.(-) 
1.50 m로 높아짐에 따라 해당 관측지점 염분 농도 감

소하게 되고, 방수제 축조 전 불규칙한 수체의 흐름이 

방수제 축조 후 정돈된 유로 단면을 따라 일정하고 빠

른 유속을 형성하여 담수의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이

다. 더불어 동진수역은 만경수역에 비해 방수제 축조 

전․후와 비교하여도 염분 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

나지 않는다. 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만경수역 중앙

에 둔덕(수심이 낮은 지역)이 존재하여 만경강 상류로

의 해수 유입이 저지되고, 단면적 감소로 유속이 증가

한다 하더라도 가력배수갑문의 위치와 가깝기 때문에 

이를 통해 들어온 해수가 동진수역 상류 인근까지 직

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수제 축조 후 준설 유무에 따른 계절별 염분 

변화는 전반적으로 모든 계절에서 신시갑문 인근과 

M4 지역 북측 및 M3 주변에서 준설로 인한 염분 농도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준설 후의 수체적은 수심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저층

의 체류시간 증가와 더불어 상류로의 해수의 유입을 

원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로 

표층에서만 담수의 흐름의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므

로, 이러한 경우 염의 양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층에서

는 만경 및 동진 수역 상류로 역류하는 흐름이 발생하

기 때문에 M1 인근 주변까지 높은 염분 농도가 나타

나게 된다. 게다가 방수제 축조 전․후와 마찬가지로 

준설 전․후 M1 및 D1에서는 연중 1 psu 이하의 염분 

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준설 전․후 

염분 농도 비교 시, 만경 수역의 M2 및 M3와 동진 수

역의 D2 및 D3에서는 준설 후 최대 10 psu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만금호 내 염분 분포에 

지배적인 요인은 해수유통량(각 갑문의 련의 개수), 
상류의 담수 유입량 그리고 만경 및 동진수역의 지형

적인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수체의 유동 방

향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 및 검정된 HSPF와 EFDC 모델

을 새만금호에 적용한 결과, 유역 및 수역에서 수온과 

염분변화를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만금

호 내부공사단계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최신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모

델 결과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상

류 유역 및 새만금 수역에 대한 환경 변화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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